




1995 《성일산업》 설립

1998 (한방용)스탠딩파우치 자동포장기계 명품-F Series 출시

(한방용)스탠딩파우치 자동포장기계 NOBELSeries 출시

2000 동양의학 학술대회 관련 전시회_당사 자동포장기계 전시

반자동 포장기계 SPS-210S Series 출시

2001
실용신안등록_로타리식 액즙자동포장기(제 20-0221977호)

(식품용)스탠딩파우치 자동포장기계 명품-S Series 출시

의장등록_로타리식액즙주입기용 작동뭉치(제 30-0285264호)

2002
국제포장기계전 KOEX_당사 자동포장기계 전시

의장등록_액즙포장기용 주입기(제 30-0310048 호)

의장등록_액즙주입기용 봉지 적재대(제 30-0310049 호)

의장등록_액즙포장기용 작동뭉치(제 0322199 호)

2003
수평식 포장기계 SPS-2200 Series 출시

수평식 삼방․스탠딩파우치 포장기계 SPS-620M Series 출시

국제포장기계전 KOEX_당사 자동포장기계 전시

《성일포장시스템》 상호 변경

특허등록_로타리식액즙포장기용 작동장치(제10-0408433 호)

특허출원_로타리식액즙포장기의 작동구조(제10-2003-82726호)

2004
스탠딩파우치 충진기계 출시▹SPS-720M/SPS-720S Series

롤포장기계 출시▹SPS-540S(소량)/SPS-550(일반)/SPS-560(육수)

롤포장기계 출시▹SPS-520R/SPS-520M

건더기 충진포장기계 SPS-R300SA 출시

2005
스파우트파우치 충진기계 SPS-420SA Series 출시

로타리식 충진포장기계 SPS-R2850(2열) Series 출시

로타리식 충진포장기계 SPS-R830(1열) Series 출시

로타리식 마스크팩 충진포장기계 출시

2006
로타리식 아이스팩 충진포장기계 출시

스파우트파우치 자동포장기계 SPS-A420 Series 출시

스파우트파우치 자동포장기계 SPS-430 Series 출시

2007
자동계량 고형분․액상포장기계 출시

실용신안출원_액즙포장장치용 액즙토출량 조정구
(제20-2007-0019050호)

실용신안등록_(제 0261429호)

2008 특허등록_스파우트 파우치형 액즙주입장치(제 10-0823517호)

미생물자동포장기계/소스자동포장기계외 10여종 개발 출시

2009
스파우트파우치 자동포장기계 SPS-A2450(2열) Series 출시

벤처기업 등록

기술혁신중소기업 INNOBIZ 등록

2010
《(주)성일포장시스템》으로 법인 전환

벤처기업 등록_《(주)성일포장시스템》 제 20090204489 호

본사 및 공장 확장건축 이전

기술혁신중소기업 INNOBIZ 등록

2012 《(주)에스팩》으로 상호 변경

특허등록_스파우트 파우치 포장장치(제 10-1135110 호)

2013
소상공인등록_《(주)에스팩》제 0013-2013-2694 호

벤처기업 등록_《(주)에스팩》 제 20130108331 호

기술혁신중소기업 INNOBIZ 등록_《(주)에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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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SPS-A2450 MODEL SPS-A2450
적용제품 액상류, 점성류 PRODUCTS KIND LIQUID & SAUCES
생산능력 35~45팩/분 SPEED 35~45packs/min.
충진용량 50~200g FILLING CAPACITY 50~200g
포장형식 2열 로타리식 포장(인덱스캠 방식) PACKING TYPE 2LINE ROTARY TYPE(INDEX CAM)
포장재료 스파우트파우치(M/스탠드/플랫) POUCH TYPE SPOUT POUCH(M/STAND-UP/FLAT)
포장규격 (폭)60~120mm, (길이)100~180mm PACKING SIZE (W)60~120mm, (L)100~180mm
스파우트 ∅9(스파우트홀 규격) SPOUT HALL ∅9(SPOUT HALL SIZE)
소비전력 220V/50~60Hz/3.0Kw(Max.) ELECTRIC POWER 220V/50~60Hz/3.0Kw(Max.)
기계치수 W/1,400×L/3,400(Chute 1,700)×H/1,900 DIMENSION W/1,400×L/3,400(Chute 1,700)×H/1,900
기계중량 약 1,000kg WEIGHT About 1,000kg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COMPRESSED AIR 5~6kg/㎠(AIR COMPRESSOR-Option)
날인장치 옵션 PRINTING Optional

• 대량생산에 적합한 2열자동충진기의 표준모델
• 제품의 고급화, 음용(飮用)의 편리화 추구
• 액체・점체 포장, 파우치 형태의 제한이 없다.
• 팩공급/충진/캡핑의 완전 자동화(FULL-AUTO)
• 정밀한 분할(인덱스드라이브 적용)
• 진동과 소음이 없다.
• 제품의 용량 임의 조정 가능
• 팩의 손실이 없다(빈팩닫음방지기능)
• 클린룸 케이스가 설치되어 있어 위생적이다.
•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스크린조작반)
• (총)생산수량 등 설정 정보의 관리가 쉽다.
• 부분별 점검 용이(에러 발생 시)
• 파우치 대량공급장치가 설치되어있다.

•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2 lane).
• A machine used for products convenience. 
• Possible to pack liquid and viscous products and no
  restriction for pouch shape.
• Accurate division through precise index application, 
  no vibration and noise.
• High-performance rotary type, which enables fully 
  automated pack supplying, filling and capping. 
• Possible to adjust the amount of product according to
  customer needs.
• The empty pack can be detected.
• Hygienic due to clean rooms case installation.
• Control panel of the machine composed of the newest
  screen and protruding button, operate easily.
• All information such as production quantity and total
  production,can be understood at a glance through the screen.
• In case of error, simple partial examination is possible through
  inspection mode.
• Pouch bulk supply device is installed.

• 액상추출물, 액체, 쥬스, 소스, 약품, 세제류
• 기타 액체 및 점체 / 고점체(주문 사양)

• Liquefied Extract, Liquid, Juice, Sauces, Medicines
• Detergents / The Others Liquid / Order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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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SPECIFICATIONS

내용물 CONTENTS

특  징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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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SPS-A430 MODEL SPS-A430
적용제품 액상류, 점성류 PRODUCTS KIND LIQUID & SAUCES
생산능력 18~25팩/분 SPEED 18~25packs/min.
충진용량 50~200g FILLING CAPACITY 50~200g
포장형식 1열 로타리식 포장(인덱스캠 방식) PACKING TYPE 1LINE ROTARY TYPE(INDEX CAM)
포장재료 스파우트파우치(M/스탠드/플랫) POUCH TYPE SPOUT POUCH(M/STAND-UP/FLAT)
포장규격 (폭)60~120mm, (길이)100~180mm PACKING SIZE (W)60~120mm, (L)100~180mm
스파우트 ∅9(스파우트홀 규격) SPOUT HALL ∅9(SPOUT HALL SIZE)
소비전력 220V/50~60Hz/3.0Kw(Max.) ELECTRIC POWER 220V/50~60Hz/3.0Kw(Max.)
기계치수 (폭)900×(길이)1,300×(높이)1,700 DIMENSION (W)900×(L)1,300×(H)1,700
기계중량 약 350kg WEIGHT About 350kg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COMPRESSED AIR 5~6kg/㎠(AIR COMPRESSOR-Option)
날인장치 열전사방식(고체잉크) PRINTING THERMAL PRINTING(Solid Ink)

• 1열 자동포장기의 표준모델.
• 제품의 고급화, 음용(飮用)의 편리화 추구
• 액체•점체 포장, 파우치 형태의 제한이 없다
• 팩공급/충진/캡핑의 완전 자동화(FULL-AUTO)
• 정밀한 분할(인덱스드라이브 적용)
• 진동과 소음이 없다.
• 고성능 로타리타입이다.
•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
• 제품의 용량을 임의조정 가능
• 팩의 손실이 없다(빈팩닫음방지기능)
•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스크린조작반)
• 부분별 점검 용이(에러 발생 시)

• Automatic 1 line machine model.
• Convenient product filling and helps the drinking process.
• It can fill any liquids and there is no limit in the form of
  the pouch.
• Pouch Supply / Filling / Capping fully automated
  (FULL-AUTO)
• Accurate division through precise index application,
  no vibration and noise.
• No vibration and Noise.
• High Performance Rotary type.
• It can be installed in tight spaces.
• Product capacity adjustment possible.
• No loss of pouches ( empty pouch storage )
• Easy to operate ( Screen control panel )
• Easy to check – specific part ( when an error occurs )

• 액상추출물, 액체, 쥬스, 소스, 약품, 세제류
• 기타 액체 및 점체 / 고점체(주문 사양)

• Liquefied Extract, Liquid, Juice, Sauces, Medicines
• Detergents / The Others Liquid / Order Specifications

사 양 SPECIFICATIONS

내용물 CONTENTS

특  징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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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PS-420SA
적용제품/PRODUCTS KIND LIQUID & SAUCES(액상류, 점성류)
생산능력/SPEED 10~15packs/min.
충진용량/FILLING CAPACITY 50~200g
충진방식/PACKING TYPE AIR CYLINDER TYPE(실린더 주입 방식)
포장재료/POUCH TYPE SPOUT POUCH(M/STAND-UP/FLAT)
포장규격/PACKING SIZE (W)60~120mm, (L)100~180mm
스파우트홀/SPOUT HALL ∅9(SPOUT HALL SIZE)
소비전력/ELECTRIC POWER 220V/50~60Hz/1Phase
기계치수/DIMENSION (W)750×(L)600×(H)1,500
기계중량/WEIGHT About 350kg
공기압력/COMPRESSED AIR 5~6kg/㎠(AIR COMPRESSOR-Option)

• 산업용 최소형 반자동 포장기
• 제품의 용량을 다양하게 포장
• 실린더 주입방식으로 정확한 양 주입 가능
• 주입량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다
• CAP 자동닫음 TORQUE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버튼 및 FOOT SW 이중설치로 운전이 편리하다

• Industry’s smallest semi-automatic packaging machine
• Various packaging capacity 
• Accurate filling using the cylinder injection system
• The injection amount can easily adjust
• The Torque can be adjusted for CAP closing
• Dual operation with a button and FOOT SW

SPECIFICATIONS

특  징

FEATURES

형    식 SPS-210SA MODEL SPS-210SA
적용제품 액상류, 점성류 PRODUCTS KIND LIQUID & SAUCES
생산능력 5~8팩/분 SPEED 5~8packs/min.
충진용량 50~150g FILLING CAPACITY 50~150g
포장규격 (폭)60~100mm, (길이)100~180mm PACKING SIZE (W)60~100mm, (L)100~180mm
스파우트 ∅9(스파우트홀 규격) SPOUT HALL ∅9(SPOUT HALL SIZE)
소비전력 220V/50~60Hz/단상 ELECTRIC POWER 220V/50~60Hz/1Phase
기계치수 (폭)750×(길이)600×(높이)1,500 DIMENSION (W)750×(L)600×(H)1,500
기계중량 약 65kg WEIGHT About 65kg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COMPRESSED AIR 5~6kg/㎠(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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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장치 STANDARD

• 팩 자동공급부 DUST COVER 설치
• 팩 슈트 자동이송부 팩 유무확인 알람장치
• 팩 공급불량일 때 액 충전방지 및 캡 잠금 방지 장치
• 액 충전 량 조정장치(터치스크린 : 디지털방식)
• 캡 자동 공급 콘베어 장치
• 캡 자동 정렬 장치
• 공정(중요)별 이상발생 경보 메시지 확인기능
• 제품에 따른 작업조건 설정기능
• 공정별 수동운전 기능
• 생산 속도 조정기능
• 생산수량 및 총생산수량 카운터 기능
• 생산제품 배출 콘베어

• Pack Automatic Supplying Paerts Dust Cover
• Pack Shoot Automatic Transferring Parts
   - Pack Verification Alarm System
• Pack Supplying Faulty / Anti-Filler & Anti-Capper
• Filling Volume Regulating Device(Digital Touch Screen Type)
• Cap Automatic Supplying Conveyor
• Cap Automatic Aligner
• Each Process / Trouble Alarm & Message Function
• Each Filling Materials / Working Condition Set-Up Function
• Each Process / Manual Operation Function
• Production Speed Control Function
• Production Volume & Total Production Volume Counting
• Production Goods Emission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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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SPS-R2850 MODEL SPS-R2850
적용제품 액상류, 점성류 PRODUCTS KIND LIQUID & SAUCES
생산능력 35~50팩/분(100g 무거품액 기준) SPEED 35~50packs/min.
충진용량 50~200g FILLING CAPACITY 50~200g
팩적재량 500~1,000EA PACK LOADAGE 500~1,000 packs
포장재료 스탠딩/삼방/형상파우치 POUCH TYPE Stand-Up/Shape/3Directional pouch
포장규격 (폭)90~130mm, (길이)150~200mm PACKING SIZE (W)90~130mm, (L)150~200mm
소비전력 220V/50~60Hz/3상/5.0kw(Max.) ELECTRIC POWER 220V/50~60Hz/3Phase/5.0kw(Max.)
기계치수 (폭)1,400×(길이)1,500×(높이)1,900 DIMENSION (W)900×(L)1,300×(H)1,700
기계중량 약 1,000kg WEIGHT About 1,000kg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COMPRESSED AIR 5~6kg/㎠(AIR COMPRESSOR-Option)

• 2열 로타리식 급대자동포장기계이다.
• 스탠딩・삼방・형상파우치 포장이 가능하다.
• 정밀한 분할이 이루어진다.
• 진동, 소음, 백래시가 없다(롤러드라이브 인덱스).
• 다양한 속도조절이 가능하다(구동부 인버터 적용).
• 팩공급, 벌림, 충진, 접착, 냉각날인, 배출이 완전자동.
• 팩의 손실이 없다(빈 팩 접착방지기능 내장).
• 각 기능별 이상발생 경보 메시지 확인 기능이 있다.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이 용이하다.
• 팩의 재질에 따라 접착온도의 조절이 가능하다.
• 접착부의 여백을 없게 하여 유해균 및 곰팡이로부터
  안전하다.
• 날인기능(투명압인방식)이 있다.

• This machine is a two line Rotary type filling Machine.
• Standing pouch, three seal pouch, shape pouch.
• Accurate division through precise index application and 
  roller drive, no vibration and noise.
• Speed can be controlled using the inverter
• High-performed automatic packing machine (opening,
  filling, sealing, cooling sealing and discharging)  
• The empty pack can be detected.
• Warning alarm system: the alert message on the each
  feature.
• Touch screen control panel and the protruded button 
  switch, so it is easy to operate.
• Control the sealing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material of the pack 
• Safe from harmful bacteria and fungi due to removing
  the margin on the sealing part.

주문사양 / Order Spec.

• 팩사이즈, 충진용량에 따라 사용자 맞춤제작이 가능하다.  
• 충진 후 제품을 이송하는 컨베이어장치 부착도 가능하다.
• 고점체 충진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사 양 SPECIFICATIONS

• 액상추출물, 액체, 쥬스, 소스, 약품, 세제류
• 기타 액체 및 점체 / 고점체(주문 사양)

• Liquefied Extract, Liquid, Juice, Sauces, Medicines
• Detergents / The Others Liquid / Order Specifications

내용물 CONTENTS

특  징 FEATURES

• 합성수지+알루미늄+나일론+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 합성수지+알루미늄+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 합성수지+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 기타 열접착 가능한 포장지

• PET + AL + NY + CPP(LLDPE)
• PET + AL + CPP(LLDPE)
• PET + CPP(LLDPE)
• The Others(Heat seal can)

포장재료 Pack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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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SPS-R830 MODEL SPS-R830
적용제품 액상류, 점성류 PRODUCTS KIND LIQUID & SAUCES
생산능력 15~30팩/분 SPEED 15~30packs/min.
충진용량 50~200g FILLING CAPACITY 50~200g
포장재료 스탠딩/삼방/형상파우치 POUCH TYPE Stand-Up/Shape/3Directional pouch
포장규격 (폭)90~130mm, (길이)150~200mm PACKING SIZE (W)90~130mm, (L)150~200mm
소비전력 220V/50~60Hz/3상/5.0kw(Max.) ELECTRIC POWER 220V/50~60Hz/3Phase/5.0kw(Max.)
기계치수 (폭)1,400×(길이)1,100×(높이)1,750 DIMENSION (W)1,400×(L)1,100×(H)1,750
기계중량 약 600kg WEIGHT About 600kg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COMPRESSED AIR 5~6kg/㎠(AIR COMPRESSOR-Option)

• 1열 로타리식 급대자동포장기계이다.
• 스탠딩/삼방/형상파우치 포장이 가능하다.
• 정밀한 분할이 이루어진다.
• 진동, 소음, 백래시가 없다(롤러드라이브 인덱스).
• 다양한 속도조절이 가능하다(구동부 인버터 적용) .
• 팩공급, 벌림, 충진, 접착, 냉각날인, 배출이 완전자동.
• 팩의 손실이 없다(빈 팩 접착방지기능 내장).
• 각 기능별 이상발생 경보 메시지 확인 기능이 있다.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이 용이하다.
• 팩의 재질에 따라 접착온도의 조절이 가능하다.
• 접착부의 여백을 없게 하여 유해균 및 곰팡이로부터
  안전하다.
• 날인기능(투명압인방식)이 있다.

• Single line rotary packaging machine
• Bag type: Stand up pouch, 3-side sealed pouch and 
  shaped pouch.
• Accurate division through precise index application and 
  roller drive, no vibration and noise.
• Speed can be controlled using the inverter
• High-performed automatic packing machine (opening,
  filling, sealing, cooling sealing and discharging)
• The empty pack can be detected.
• Warning alarm system: the alert message on the each 
  feature.
• Touch screen control panel and the protruded button
  switch, so it is easy to operate.
• Control the sealing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material of the pack 
• Safe from harmful bacteria and fungi due to removing
  the margin on the sealing part.

사 양 SPECIFICATIONS

• 액상추출물, 액체, 쥬스, 소스, 약품, 세제류
• 기타 액체 및 점체 / 고점체(주문 사양)

• Liquefied Extract, Liquid, Juice, Sauces, Medicines
• Detergents / The Others Liquid / Order Specifications

내용물 CONTENTS

특  징 FEATURES

• 합성수지+알루미늄+나일론+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 합성수지+알루미늄+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 합성수지+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 기타 열접착 가능한 포장지

• PET + AL + NY + CPP(LLDPE)
• PET + AL + CPP(LLDPE)
• PET + CPP(LLDPE)
• The Others(Heat seal can)

포장재료 Pack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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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SPS-R300SA(기본형) MODEL SPS-R300SA
적용제품 건더기류/어패류/과립/분말/고형분 등 PRODUCTS KIND Solid-food/Fish & Shelfish/Granule/Powder
생산능력 10~20팩/분 SPEED 10~20packs/min.
투입호퍼 액상건지형 / 고형분벌림형 HOPPER LIQUID TYPE / SOLID TYPE
팩적재량 300~500EA PACK LOADAGE 300~500packs
투입용량 [액상기준 기본형] 300~500g

[맞춤주문사양] 30g~1kg
FILLING 

CAPACITY
[Liquid/Standard] 300~500g
[Configure to Order] 30g~1kg

포장재료 스탠딩/삼방파우치 POUCH TYPE Stand-Up Pouch/3-Directional pouch
포장규격 (폭)140~160mm, (길이)160~200mm PACKING SIZE (W)140~160mm, (L)160~200mm
소비전력 220V/50~60Hz/단상/3.0kw(Max.) ELECTRIC POWER 220V/50~60Hz/1Phase/3.0kw(Max.)
기계치수 (폭)1,100×(길이)1,000×(높이)1,500 DIMENSION (W)1,100×(L)1,000×(H)1,500
기계중량 약 400kg WEIGHT About 400kg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COMPRESSED AIR 5~6kg/㎠(AIR COMPRESSOR-Option)

• 국내 최소형 파우치 건더기류 충진기계이다.
• 제품 용량을 다양하게 충진할 수 있다.
• 투입구 호퍼를 변경 시 다양한 제품의
  포장이 가능하다(선택사양).
• 좁은 공간(소규모점포)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원터치조작방식이다.
• 분말계량장치 및 액상계량장치와 연동사용 가능하다.
• 유통기한 날인을 위한 접착면이 넓다.
• 에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자체진단용 인공지능

• Suitable for ingredients, various solids, special 
  products, liquid and mixing products, fishery products 
  and powder.
• Various products upon changing the inlet hopper.
• Installing in tight spaces as small machine.
• One-touch operation way which can be operated by
  anyone. 
• Powder measure device and liquid measure devices 
  can be operated together.

• 건더기류(액상과 혼합제품 무관)-갈비탕, 재첩국, 육개장 등
• 각종 어패류 –새우살, 조개살, 홍합살, 다시마, 김 등
• 각종 과립, 분말, 고형분, 견과류
• 각종 부품류 및 투입 가능한 제품 전체

• Solid-foods : Kalbitang(Short Rib Soup), Yukgaejang(Spicy Meat Stew)
               Jaecheopguk(Shellfish Soup)
• Fish & Shelfish : Saeusal(Shrimp), Clam, Mussel-Flesh, Sea Tangle, Laver
• Granule/Powder/Solid-food/Nuts   • Various parts of humans

사 양 SPECIFICATIONS

내용물

CONTENTS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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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SPS-2002F[名品-F] MODEL SPS-2002F
적용제품 액상류 PRODUCTS KIND Liquid
생산능력 10~12팩/분 SPEED 10~12packs/min.
충진용량 50~180g FILLING CAPACITY 50~180g
포장형태 스탠딩파우치 POUCH TYPE Stand-Up Pouch
포장규격 (가로)100mm, (세로)170, 160, 150mm(선택) PACKING SIZE (W)100mm, (L)170, 160, 150mm
소비전력 220V/50~60Hz/단상/3.0kw(Max.) ELECTRIC POWER 220V/50~60Hz/1Phase/3.0kw(Max.)
기계치수 (폭)780×(길이)600×(높이)1,250 DIMENSION (W)780×(L)600×(H)1,250
기계중량 약 90kg WEIGHT About 90kg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COMPRESSED AIR 5~6kg/㎠(Air Compressor-Optional)

사 양 SPECIFICATIONS

• 액상 전용 : 건강음료 및 식품 / 제약, 한약
• 과즙류(양파즙, 홍삼즙, 사과즙, 포도즙, 배즙 등)    • 점체류(별도 주문)

내용물

• 스탠딩파우치 액상전용 자동포장기계이다.
• 저가격대로 단일제품을 생산하는 데 유리하다.
• 호퍼 내 액상의 용량 다소에 관계없이 항상 정확한 용량이 충진된다.
• 접착면이 넓고 유통기한 날짜를 찍을 수 있다.
• 인공지능에 의한 자체진단으로 에러를 미연에 방지,
  제품의 수명 및 점검동작이 우수하다.
•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원터치 조작방식이다.
• 소형기계로서 좁은 공간에 설치가 유리하다.
• 밑지 벌림장치가 되어있어 파우치 불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수위조절기능이 있어 액상공급이 편리하다(옵션).

• This machine is an automatic packing machine for stand
  up pouch and liquid
• Low-cost production advantage.
• Regardless of the volume of liquid on the hopper, 
  packing is accurate
• Shelf life can be stamped on the side of the adhesive.
• Diagnosis system to prevent errors. Excellent life, 
  operation and checking of the product
• One- touch operation, easy to operate by anyone
• It can be installed in a narrow space due to its small size
• Bottom Gusset opening device installed. Minimize the 
  pouch defects
• Liquid level control feature for convenient supply(Optional)

FEATURES

• PET + AL + NY + CPP(LLDPE)
• PET + AL + CPP(LLDPE)
• PET + CPP(LLDPE)

Pack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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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1열로타리식 급대자동포장기계이다(대용량타입).
• 스탠딩, 삼방, 사이드스파우트 부착 파우치포장이 가능하다.
• 파우치 공급부의 형태가 벨트형 타입으로 특수한 형태의
  파우치 공급이 가능하다.
• 롤러드라이브 인덱스 적용으로 정밀한 분할이 이루어지며,
  진동과 소음이 없다.
• 구동부에 인버터를 적용하여 다양한 속도조절이 가능하다.
• 팩의 공급, 벌림, 충전, 접착, 냉각날인, 배출이 완전자동으로
  처리되는 고성능의 자동포장기계이다.
• 빈 팩 접착방지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 각 기능별 이상발생 경보 메시지 확인
  기능이 있다.
• 조작반은 터치스크린, 돌출버튼
  스위치로 구성되어 운전이 용이하다.
• 팩의 재질에 따라 접착온도의 조절이 가능하다.
• 접착부의 여백을 없게 하여 유해균 및 곰팡이로부터 안전하다.

• Single line rotary type liquid filling packer (Big volume 
type) 
• Applicable to stand up, flat, side spout pouch. 
• Since pouch feeding system is belt type, special formed 
pouch feeding is possible.  
• By using roller-drive index, precise division is possible. 
No vibrate and noise. 
• By using inverter in motor, control the various speed. 

• This is high quality automatic packing machine, which is all
  automatic system for pouch feeding, opening, fiilling,
  sealing, cooling, discharge. 
• Empty pack detection function 
• Error alarm message checking function 
• Easy to drive the controller which is consist of touch
  screen, button S/W. 
• Able to control sealing temp. depending on pack’s material
• Safe from harmful germ, fungus by eliminating margin of
  sealing 

SPECIFICATIONS

특  징

FEATURES

형    식 SPS-R850 MODEL SPS-R850
적용제품 액상류, 점성류 PRODUCTS KIND LIQUID & SAUCES
생산능력 8~20팩/분 SPEED 8~20packs/min.
충진용량 500g~3kg FILLING CAPACITY 500g~3kg
포장형태 스탠딩•삼방•형상 파우치

사이드 스파우트 부착 파우치
POUCH TYPE 3-Directional•Stand-Up•Shape Pouch

Side Spout Pouch
포장규격 (폭)150~200mm, (길이)180~250mm PACKING SIZE (W)150~200mm, (L)180~250mm
소비전력 220V/50~60Hz/단상/3~5kw ELECTRIC POWER 220V/50~60Hz/1Phase/3~5kw
기계치수 [1kg기준](폭)3,000×(길이)1,200×(높이)1,900 DIMENSION [1kg,STD] (W)3,000×(L)1,200×(H)1,900
기계중량 약 800kg WEIGHT About 800kg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COMPRESSED AIR 5~6kg/㎠(Air Compressor-Option)

상기 사양은 1kg 기준이며, 대용량은 사양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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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SPS-R830S MODEL SPS-R830S
적용제품 액상류[미생물] PRODUCTS KIND LIQUID[Microbe]
생산능력 10~12팩/분(1리터 기준) SPEED 10~12packs/min.
충진용량 1~2리터 / 2~5리터 FILLING CAPACITY 1~2L / 2~5L
포장형태 스탠딩/삼방 파우치 POUCH TYPE Stand-Up/3-Directional pouch
포장규격 1~2리터/(W)190~230mm,(L)230~350mm

2~5리터/(W)230~280mm,(L)350~450mm
PACKING SIZE 1~2L/(W)190~230mm,(L)230~350mm

2~5L/(W)230~280mm,(L)350~450mm
소비전력 220V/50~60Hz/1상/3.0kw(Max.) ELECTRIC POWER 220V/50~60Hz/1Phase/3.0kw(Max.)
기계치수 (폭)2,300×(길이)1,400×(높이)2,300 DIMENSION (W)2,300×(L)1,400×(H)2,300
기계중량 약 1,000kg WEIGHT About 1,000kg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COMPRESSED AIR 5~6kg/㎠(AIR COMPRESSOR-Option)

• 미생물(액상) 제품을 자동충진 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급대로타리식 자동충진기계이다.
• 전 공정의 완전 자동화(FULL-AUTO)
  - 팩공급/벌림/충진/씰링 및 날인/배출 등
• 정밀한 분할(8등분 인덱스 분할방식).
• 구동부 인버터를 적용 진동 및 소음이 적다.
• 호퍼 내 자동세척기능이 있다.
• No Pouch ⇁ No Fill ⇁ No Seal 기능
• 용량 변경 시 디지털방식에 의한 자동조절기능
• 파우치 사이즈 변경 시 클램프 저장 방식
• 각 기능별 이상발생 경보 메시지 확인 기능
•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터치스크린 제어방식)

• This machine is specialized to auto packing for 
  microbe (liquid) product.
• Index dividing Automatic rotary filling machine (bag
  magazine, opening, filling, sealing ,marking and 
  pressing and discharging )
• Accurate division through inverter roller drive, no 
  vibration and noise.
• Auto cleaning in hopper
• No Pouch – No Fill – No Seal
• Digital auto control weighing system
• Pouch size is saving at clamp
• Warning alarm system: the alert message on the each
  feature.
• The newest tou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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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SPS-R830M SPS-R830M MODEL
적용제품 마스크팩 전용 액상류 Beauty Maskpack-only LIQUID PRODUCTS KIND
생산능력 38~45팩/분 38~45packs/min. SPEED
충진용량 10~50g 10~50g FILLING CAPACITY
포장형태 삼방/형상 파우치 3-Directional pouch/Shape Pouch POUCH TYPE
포장규격 (가로)90~130mm, (세로)150~200mm (W)90~130mm, (L)150~200mm PACKING SIZE
소비전력 220V/50~60Hz/단상/3.0kw(Max.) 220V/50~60Hz/1Phase/3.0kw(Max.) ELECTRIC POWER
기계치수 (폭)2,060×(길이)1,100×(높이)1,600 (W)2,060×(L)1,100×(H)1,600 DIMENSION
기계중량 약 600kg About 600kg WEIGHT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5~6kg/㎠(Air Compressor-Optional) COMPRESSED AIR

• 1열 로타리식 급대자동충진기계이다.
• 마스크 형태의 부직포가 들어있는 팩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마스크팩 전용 로타리식 충진기계이다.
• 전 공정의 완전 자동화(FULL-AUTO)
  - 팩공급/벌림/액상충진/씰링 및 날인/배출 등
• 삼방 및 형상마스크팩 충진이 가능하다.
• 정밀한 분할(롤러드라이브 인덱스 적용)
• 진동과 소음이 없으며 다양한 속도조절이 가능하다.
 - 구동부 인버터 적용
• 빈 팩 접착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 각 기능별 이상발생 경보 메시지 확인 기능이 있다.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운전이 용이하다.
• 팩의 재질에 따라 접착온도의 조절이 가능하다.
• 접착부의 여백을 없게 하여 유해균 및 곰팡이로부터
  안전하다.

• This machine is suitable for fully automated mask-pack 
  packing
• Single line rotary packaging machine
• Bag type : flat type mask pack 
• Inverter in motor, control the various speed. 
• Speed can be controlled using the inverter
• Inverter in motor, minimize the noise and able to exact
  division
• Warning alarm system: the alert message on the each
  feature.
• Touch screen control panel and the protruded button
  switch, so it is easy to operate.
• Control the sealing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material of the pack 
• Safe from harmful bacteria and fungi due to removing 
  the margin on the sealing part.

사 양 SPECIFICATIONS

특  징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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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PS-R830P
PRODUCTS KIND Icepack, Powder+Liquid
SPEED 10~20packs/min.
FILLING CAPACITY Powder/5~30g, Liquid/300~1,000ml
POUCH TYPE 3-Directional pouch/Stand-Up/Non woven fabrics Pouch
PACKING SIZE (W)150~240mm, (L)200~400mm
ELECTRIC POWER 220V/50~60Hz/1Phase/3.0kw(Max.)
DIMENSION (W)1,300×(L)1,500×(H)2,000
WEIGHT About 800kg
COMPRESSED AIR 5~6kg/㎠(AIR COMPRESSOR-Option)

형    식 SPS-R830P
적용제품 아이스팩, 분말+액상
생산능력 10~20팩/분
충진용량 분말류/5~30g, 액상류/300~1,000ml
포장형태 삼방/스탠딩/부직포파우치
포장규격 (가로)150~240mm, (세로)200~400mm
소비전력 220V/50~60Hz/단상/3.0kw(Max.)
기계치수 (폭)1,300×(길이)1,500×(높이)2,000
기계중량 약 800kg
공기압력 5~6kg/㎠(에어컴프레서 별도)

• 1열 로타리식 급대자동충진기계이다.
• 아이스팩 전용 충진기계이다.
• 분말 및 물을 자동 계량하여 충진하는 고성능 포장기계이다.
• 전 공정의 완전 자동화
  - 팩공급/벌림/액 및 분말정량충진/씰링/냉각날인, 배출
• 분말 또는 액 차단기능이 있어 별도 작업이 가능하다.
• 스탠딩/삼방/부직포파우치 포장이 가능하다.
• 정밀한 분할(롤러드라이브 인덱스 적용)
• 진동과 소음이 없으며 다양한 속도조절이 가능하다.
 - 구동부 인버터 적용
• 빈 팩 접착방지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 각 기능별 이상발생 경보 메시지 확인 기능이 있다.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운전이 용이하다.
• 팩의 재질에 따라 접착온도의 조절이 가능하다.
• 접착부의 여백을 없게 하여 유해균 및 곰팡이로부터
  안전하다.

• This machine is a high performance automatic 
  packaging machine for filling powder and liquid.
• Pouch supply, opening, filling, sealing, cooling and exit 
  is automatic
• There is a liquid blocking function so the powder 
  process is possible.
• 1 Line rotary filling machine.
• Stand up pouch, three seal pouch, shaped pouch filling 
  possible
• No vibration and noise by using roller drive.
• Speed can be controlled using the inverter
• Empty pack adhesive protection is built in.
• Alert message for each function
• Depending on the material structure, sealing
  temperature can b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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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특  징 FEATURES



형    식 SPS-WD800(2열) MODEL SPS-WD800(2-Lane)

스파우트 스파우트 홀 규격 / ∅9
스파우트 타입/2종류(선택사양)

SPOUT SPOUT HALL SIZE / ∅9
Long Body / Short Body(Optional)

접착속도 70~80팩 접착/분 WELDING SPEED 70~80packs Welding/min.

포장형태 스탠딩/M방/형상 파우치 POUCH TYPE Stand-Up/Flat/Shape pouch

포장규격 (가로)60~110mm, (세로)80~180mm PACKING SIZE (W)60~110mm, (L)80~180mm

접착형태 중앙접착방식 SPOUT SEALING Center Seal / Double Type

스파우트
공급방식

원형파스피더 공급방식
스파우트 대량공급장치(선택사양)

SPOUT
SUPPLY SYSTEM

Bowl Parts Feeder
Spout auxiliary hopper(Optional)

소비전력 220V/50~60Hz ELECTRIC POWER 220V/50~60Hz/1Phase/3.0kw(Max.)

기계치수 (폭)2,700×(길이)2,400×(높이)1,900 DIMENSION (W)2,700×(L)2,400×(H)1,900

기계중량 약 1,500kg WEIGHT About 1,500kg

공기압력 7.5HP/5~6kg/㎠(에어컴프레서별도) COMPRESSED AIR 7.5HP/5~6kg/㎠(AIR COMPRESSOR-Option)

• 스파우트 자동 공급 장치
• 팩 자동 공급 장치
• 팩 벌림 및 센타링, 가접장치
• 접착 장치
• 히터 단선 경보 기능
• 팩 공급 불량 경보장치
• 공정별 이상발생 경보 및 메시지 확인 기능
• 팩 벌림 불량 일 때 스파우트 공급 차단 기능
• 스파우트 미 공급 팩 자동 배출 장치
• 제품에 따른 작업조건 설정 기능
• 공정별 수동운전 기능
• 생산 속도 조정기능(서보모터 속도조정)
• 생산수량 및 총생산수량 카운터 기능
• 생산제품 배출 정렬 장치
• 팩 가열 장치

• Spout Automatic Supplier
• Pack Automatic Supplier
• Pack Open & Centering, SET-UP Supplier
• Pack Sealing Supplier[WELDER]
• Heater Short Circuit Alarm System
• Pack Suppling Error Alarm System
• Each Process Trouble Alarm & Message Confirm Function
• Pack Open Unable / Spout Supply Closing System
• Spout Supply Unable / Auto Emission System
• Supply Pack and Spouts / Working Environment Control Function
• Each Process / Manual Operation Function
• Production Speed Control Function(SERVO MOTOR).
• Production Quantity & Total Production Quantity Counting Function
• Products Emissioning Aligner
• Pack Heating System

사 양 SPECIFICATIONS

특  징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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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산업 국순당 미진화장품 ㈜일진글로벌 ㈜서울에프앤비 LG생활건강(주) ㈜HPM엠글로벌

㈜일화 한풍제약 국립공주대학교 경북대학교포도마을 풀무원건강생활 대건F&B 경희대학교

뉴그린푸드(주) 삼성전자 스킨숲 ㈜예당식품영농조합 (주)성호장생도라지 성연식품(주)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코바이오텍 제주농업기술원 ㈜에이뷰 ㈜팜텍코리아 퍼멘텍(주) 거제알로에팜 금양식품

가온누리 거성영농조합 건강마을 구운식품 그린바이오 괴산찰옥수수 그린팩테크(미국)

금보웰빙 ㈜금성하이텍 ㈜고려인삼 (주)고려인삼하나원 ㈜그랑프리 ㈜굿모닝푸드 김수일포장연구소

김해농수산영농조합 ㈜가농바이오 글로벌사이언스 남고식품 남도농산 ㈜뉴그린식품 남원미꾸리협동조합

남해보물섬영농조합 대저농협 ㈜동의화장품 더말코리아 동양대학교 섬진강고향재첩 섬진강재첩국

㈜디에스텍 DK화장품 리더스컴퍼니 뉴웰스 마하농원 (주)메가텍 문옥예가영농조합

내몸에두유(주) 섬진강신비재첩 섬호식품 성주농산물유통공사 별빛촌산삼영농조합 성지산업 (주)세명한약제약

(주)셀피스 알로에팜영농조합 씨에스웰[CS] 씨에이치트레이딩 씨에이치푸드 안성농협 예술자연농식품

(주)올뉴코스메틱 농업법인우포의아침 ㈜올리브식품 새한바이오텍 아가페식품 (주)원플러스원 이가원

웰로하스 에덴농산영농조합법인 에덴식품영농조합 에이치케이바이오텍 이로하영농조합법인 이에스푸드 (주)인성제약

자연애뜰 자연맵핑코스메틱 장항선푸드 제천시청 전주한식반찬클러스 정풍바이오(주) 에덴효소식품

제인 제주사랑영농조합 ㈜지비티랩 ㈜지엘바이오 ㈜지앤피 제주사랑 합천유통(주)

진안홍삼연구소 차모스화장품 ㈜찬드림 파낙스코리아㈜ 해피식품 현코스메틱 홈베큐

(주)청보제약 ㈜청아굿푸드 ㈜투모텍 ㈜태남홀딩스 남해섬흑마늘영농 남해영농조합 다운회

(주)퓨리존 ㈜피코스텍 하동할머니재첩국 태영농수산영농조합 녹색마을 녹산오리영농조합 니나영농조합

한국바이오솔루션 한국신약㈜ (주)한국인스팜 ㈜한국테크노팩 다원식품 (주)대녕 (주)넥스팜

남영제약영농조합법인 뉴테크랜드 (주)다래월드 대동기계제작소 대린기계 (주)대우환경산업 대한수출포장

㈜더월 더아이스팩 덕천포도원 대품영농조합법인 뷰티화장품 비슬청록영농조합 산골농산영농조합법인

도투락 동의대학교 (주)대건내츄럴 대진SCM 삼다알로에 삼달유기농작물회 ㈜사바비안

동이식품 만호테크 메자닌푸드텍 (주)보부하이테크 (주)삼정바이오 삼진플랜트 (주)비앤아이

몸사랑 바다와포도 바람과햇살농장 반찬천국 (주)상경 새남해농협 생명나무

본초식품기계[BCM] 부강식품기계 부경양돈농협 반도상사 (주)생생바이오텍 ㈜서울우유 새아침영농조합

부성테크 (유)삼각에프엠씨 삼부신령버섯영농조합 삼화포장기계(주) 선진문화원 소울네이쳐푸드 (주)새벽을여는사람들

(주)생명공학 (주)선제 수신오가피 씨스코리아 신우식품 여상무역 신우테프앤디

신광산업 신토불이식품 산머루마을 (주)어린이FC 수원축협 야채매니아 (주)양생당

영덕양잠조합 영동벤쳐농산 영주농협/2L (주)우수영건강원 ㈜어링FC 오성식품 올리브

웰빙테크 엘지원식품 원창수산 ㈜월드팩 월성농가 (주)엘루오 엠앤엠/M&M

유일기계 유진 우일바이오 (주)이가 유성코리아트레이딩 의성산고을발효원 위드팩

이든 ㈜에스앤티/SNT ㈜에스티푸드 에이치씨바이오텍 (주)이미인 이천식품영농조합 (주)정민실업

(주)이화통상 이효오가피 전남대학교 정문물산 자인농협 장수가시오가피 장수제일식품

전남식품산업연구원 (주)정우TM (주)제네마인 제주사랑 중원한방 제주사랑영농조합 e-제주영농조합

제주유기농영농조합 (주)중앙진테크 (주)제주자연식품 제주친환경영농조합 (주)조리쿡 (주)주성기연 진영기공

지리산머루원 지리산허브영농조합 진식품[JINFOODS] 천연참본자원연구원 찬들로식품 참맛푸드 (주)참좋은식품

(유)참본 (주)참사랑바이오텍 참영농조합 참울식품 청도감가공유통조합 청도애설강(중국) (주)청보건강

콘드로식품 청양사슴농장 친환경동이농장 (주)코사 코펜바이오텍 ㈜코세인 (주)큐피

코스모팩 (주)코스모텍솔루션 (주)코엔 크린케어환경기술 ㈜클리논 태영케미칼

키즈앤맘한약국 케이티앤지/KT&G ㈜케이에스피[KSP] ㈜KNF 케이엠에프[KMF] 케이비에프[KBF] 케이엔텍/KNTECH

KM서플라이(미국) 편강한의원 푸드엔텍 풍기인삼공사 한국고려인삼 풍기인삼농협 퓨어시스템

프라임텍 (주)하이텍 ㈜풀마루오가닉 하늘식품 하늘빛식품 하동몰 한국고려인삼영농조합

한국바이오 (주)한국바이오F&B (주)한빛화학 한국식품연구원 (주)한국외식 (주)한농 (주)한국웰팜

한농차꼴숯뜨락 한국자연농산 한국제약(주) 한남대학교 한의사랑 (주)한호상사 (주)함양바이오텍

(주)함텍 해초롱 행운식품 함소아제약 현경학오가피 (주)허브그린 (주)허브메딕스

함양고로쇠영농조합 허브원 희망나주식품 화성햇살드리 하늘의기세상 ㈜해성 한성팩

함양지리산영농조합 경주시농업기술센터 고령군농업기술센터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남양주농업기술센터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대전시농업기술센터 무안군농업기술센터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보령군농업기술센터 부산시농업기술센터 부여시농업기술센터 삼척시농업기술센터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안산시농업기술센터 안성군농업기술센터 양산시농업기술센터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연기군농업기술센터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영동군농업기술센터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의성군농업기술센터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청원군농업기술센터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칠곡군농업기술센터 평택시농업기술센터

포항시농업기술센터 합천군농업기술센터 홍성군농업기술센터 화성시농업기술센터






